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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지식정보사회를 준비하는 일원으로 국내 교육분야에서는 교육정보화 촉진 시행계획에 따라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열린교육 및 평생교육 사회구현에 목표를 두고 교육정
보화를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교육정보화를 위해 현재 추진중인 정책, 지원사업, 기술개발 등 전반
적인 현황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분석한다. 그리고, 향후 보편적인 교육방법으로 자리잡을 사이버 교육 환
경의 특징과 활용되는 정보통신 표준기술을 살펴보며, 관련 국제 표준화 활동을 소개한다.

I. 서 론

환은 시ㆍ공간적 제약을 초월한 열린교육으로, 교
육정보의 공유와 공동활용으로 그리고 개인의 개

교육정보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이 중시된 개별 교육을 유도하며, 교육의 내용,

기존의 교육시스템의 개혁이 근본적으로 이루어

방법, 대상 등에 대한 총체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기

져야 한다. 이것은 미래의 정보화사회에서는 개인
이 당면한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방법을 창출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을 가진 창의적, 자기주도적 그리고 협력하는 인

존의 교육체제를 변환시키는 기술적 수단이 요구
되는데, 이러한 면에서 정보통신기술은 면대면 교

간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교육체

육이 안고 있는 시간적 제약을 해소하여 평생교육,
24시간 교육, 개별화 교육을 가능하게 하고, 공간

제는 지식위주의 교육에서 사람됨을 중시하는 교

적 제약을 해소하여 세계를 하나의 교실로 만들어

육으로, 획일화된 교육에서 자율화, 다양화, 특성

실질적인 사이버 교육이 가능한 교육정보화 기반
환경을 조성하게 한다.

화된 교육으로, 공급자 중심의 교육에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학교 정규교육이 재교육, 평생
교육으로 확대됨과 동시에 양적 중심의 교육에서

본 논문에서는 우선적으로 교육부 중심 정부기
관이 국내 교육정보화를 위해 수행하고 있는 정책,

질 중심의 교육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지원사업, 기술 개발 등 관련 분야에서의 추진 현

이러한 정보화사회에서의 교육 패러다임의 전

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분석한다. 교육정보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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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되면 새로운 교육 패턴으로 자리잡을 사이버

③ 정 보 기 술 활 용 교육: 교원들이 정보기기 및

교육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요구되는 구성요소와
어떠한 정보통신기술이 필요하고 활용되는지를

S/W를 학교수업과 행정업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교원에 대한 정보화 연수를 지원하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국제 표준화 기관들이
수행하고 있는 교육분야에서의 표준화 활동과 관

2000년까지 모든 교사가 교수 - 학습에 교육

련 표준을 기술한다.

용 S/W 및 인터넷 등 정보서비스 시스템에서

기 위한 사업이다. 교원의 정보화 연수는

제공하는 각종 교육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II. 국내 교육정보화 추진현황

수 있는 수준의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④ 교 육 정 보 행 정 화: 교육행정 DB 구축, 학교종

교육정보화의 목표는 열린교육과 자기주도적

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교육통계정보화 과제

학습사회의 기초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으며, 1단

로 분류하여, 교육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계로 교육정보화 기반구축 3개년 계획(’97 ~ ’99)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 추진되고 있다[1]. 이 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⑤ 관 련 제도 및 조직 정비: 사이버 대학 구축 및

“모든 교사, 학생 등 교육 수요자가 컴퓨터를 비롯

실행에 관련한 법률 마련, 열린교육과 평생교

한 다양한 학습도구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육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정립

환경 조성”,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모든 교육

등 효율적인 교육정보화 추진을 뒷받침하기

과정과 교육행정의 효율성 제고”, “정보통신기술을

위한 법률과 제도 마련 및 정착하기 위하여 필
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에 접목하려는 자발적인 개혁세력의 양성과
지원방안 수립” 및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새로운
가치 창조의 기회 확대”로 요약할 수 있다.
위의 목표 달성을 위해 5개의 주요 과제를 설
정하고, 필요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내 교육정보화 실현을 위한 목표 설정과 이
를 위한 주요 사업 지원면에서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뒤지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위
한 접근방법이나 추진체계에서는 많은 차이를 보
이고 있다. 특히, 교육정보화를 실현할 수 있는 중

① 교 육 정 보 화 기반 구축: 교육정보화에 필요한

요한 기술적 수단인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고자

H/W 보급을 목적으로 교단 선진화, 학내 전산

하는 의도는 강하나, 현재까지 진행된 교육정보화

망 구축, 교육전산망 구축 그리고 학술정보 유

에서의 그 활용도는 극히 미흡한 실정이다.

통체계 구축 분야로 구분되어 사업이 추진되
고 있다.
② 교 육 정 보 개발 및 보급: 교육용 S/W를 개발하
고 이것들을 교육정보 DB로 구축하여 사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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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기관 활동현황
가. 교육부

학습에 필요한 교재를 보급하여 주문형 교육

효율적인 교육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 담

(Education On Demand: EOD)을 실시할 수

당 조직으로써 교육정보화국을 두고, 하부 조직으

있는 토대를 마련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로 교육정보화 기획과, 교육정보화 지원과 그리고

교육정보화를 위한 정보통신 표준기술

교육행정 전산통계과를 두어 교육정보화 종합계

의 국가적 공용체제 확립, 국내외 최신학술정보

획의 수립을 포함하여, 교육용 SW 개발 및 지원

제공을 통한 선진 연구환경 조성, 범국가적 학술

업무 등 교육정보화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정보유통망 구성, 대학도서관 전산화 사업 운영,

하고 있다. 또한, 학생, 교사, 학부모의 이해와 요

전국 대학 사이버 도서관 구축, 학술정보의 효율

구에 부응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정책수

적 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어 활동중이다

립을 허용하고, 중앙부처와의 정책 공유 및 원활

(http://www.kric.ac.kr).

한 의사소통을 위해 시ㆍ도 교육청 교육정보화 전
담부서를 설립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 멀티

나. 정보통신부

미디어교육지원센터(KMEC)와 첨단학술정보센터

정보통신부의 정보대국 기반구축을 위한 정보

를 교육부 출연기관으로써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

화 선도사업 시범사업 추진계획(안)에 따르면[3],

1)

으며, 이들 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기능을 요약하

정보화 수요의 대량창출을 위해 교육정보서비스

면 다음과 같다.

및 우체국 전자상거래시스템을 전략적 응용서비

• 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

스로 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정보단말기, 네트워

교육부 출연기관으로써 교육정보화 사업 전담

크, H/W, S/W 및 교육용 컨텐트를 체계적으로 개

기관으로 설립(http://www/kmec.ac.kr)되었으며,

발할 목적으로 산ㆍ학ㆍ연ㆍ관이 참여하는 공동

담당하는 중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2].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다.

- 사이버 공간에서 멀티미디어 교육정보를 이
용하여 양질의 개별 교육이 가능한 사이버
교육 시스템 개발
- 에듀넷(http://edunet.kmec.net) 운영관리를
통해 사이버 교육 시스템 및 통신망을 관리

이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교육정보서비스 개발,
교육정보화 기반환경 구축, 교육용 SW 제작 및
보급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고, 실질적인 활용 중
심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2000년도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신규과

하고, 학생과 교사, 학부모에게 서비스 제공

제 발굴을 위한 정보통신기술수요조사 안내서[4]

- 교사 연구과정을 운영하고, 교육용 SW 공모

에 따르면 교육정보화 기술 영역 중 교육컨텐트

전을 통하여 교육정보화 마인드를 확산하며,
필요한 각종 기초, 정책, 조사 연구 수행

개발에 관련된 기술(기반 구조, 저작도구, 컨텐트
개발 모델 기술 등)과 가상교육시스템 개발 관련

- 민간 산업체가 개발한 교육용 S W에 대해 품

기술(서버 SW, 단말기 SW, 홈 네트워크 SW 기

질인증 절차를 거쳐 우수한 SW를 시ㆍ도교

술 등)을 통해 교육정보화에 필요한 기술 경쟁력

육청을 비롯한 교육기관에 홍보 및 관련자료

확보를 위해 과제발굴을 추진하고 있다.

배포
• 첨단학술정보센터

한국학술진흥재단 부설기관으로써, 학술정보
주 1) 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와 첨단학술정보센터는 현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 통합되었음.

다. 사회법인체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http://www.sw.or.
kr)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수출산업화와 소프트웨
어산업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SI, IP,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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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 SW 개발사, 게임 SW 사업자, 패키지 사

사용자 등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융통성

업자 협의회를 자문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
국내업체로 구성되어 있고, 다양한 유형의 교육

있는 교육정책과 사업이 지원될 필요가 있다.
② 현재까지는 PC 보급과 학내 전산망 구축 등
교육정보화 기반 구축이 중점 사업으로 진행되어

용 컨텐트를 CD - Titles과 웹 기반으로 개발하

왔으며, 이와는 달리 교육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

여 제공하고 있다.

용될 수 있는 정보서비스 개발 및 보급이 매우 미

히, 교육용 SW 개발사 협의회는 현재 약 4 5 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http://www.software.

흡하여, 확보하고 있는 PC 활용도가 매우 저조한

or.kr)은 교육용 컨텐트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육
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 멀티미디어 컨

상태이다. 또한, 기술 발전의 가속화에 따라 학교
에 이미 보급된 PC들이 낙후 기종으로 전락하고

텐트 산업 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관련 전문인력

있어, 이러한 기종에서도 교육의 목적으로 활용할

양성을 위한 표준교과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응용 서비스 개발이 적극 요
구되고 있다.

2. 추진현황 분석

③ 교육정보화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학습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양질의

교육정보화 실현을 위해 교육부는 앞에서 살펴

교육 컨텐트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이다. 일반적

본 바와 같이 교육정책, 기술, 법률과 제도 마련,

으로 교육용 컨텐트를 사용하는 대상(유아, 초ㆍ

정보화에 대한 마인드 확산 등 여러 분야에서 지

중ㆍ고등학생, 대학생, 일반 성인, 전문가 등)과

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사업들은 각
사업의 특성과 구체적인 목표를 위해 독립적으로

컨텐트의 유형(학습용, 게임용, 사전류, 과학 및
의학 실험용, 특정 전문기술 등)이 매우 다양하기

추진되고 있지만, 전체적인 교육정보화 실현을 위

때문에 각 대상에 적합한 교수 – 학습효과가 고려

해서는 반드시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정책과 기획

된 교육용 컨텐트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 교

아래 병렬적으로 추진되어야 목표 달성이 가능하

육용 SW 개발업체들이 기술, 자본면에서 매우 영

리라 사료된다.
현재 정부관련기관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는

세하기 때문에 단순히 시장성이 있는 교육용 SW
를 개발하여 판매하는 것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

교육정보화의 사업 범위, 내용과 추진 방향을 분

다. 따라서, 현재 개발된 교육용 컨텐트는 영어, 수

석하여 다음의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학 등 몇몇 과목과 유아교육에 집중되어 있어 여

우선적으로, ① 교육정보화 실현을 위하여 필요

러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트가 양적이나

한 많은 분야에서의 사업들이 교육부 주도 하에
일률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서비스 개

질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다.
④ 교육용 컨텐트는 일반적인 다른 컨텐트에

발자, 교육용 컨텐트 사업자, 교육현장에서의 교사

비해 교육이라는 특수성이 적용되기 때문에 학습

나 학생 등의 참여가 활발하지 못하고 그들의 요

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교수-학습의

구사항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효과를 극대화시켜 개발되어야 함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개발업체, 서비

이러한 이유에서 교육용 컨텐트를 개발하는 데 가

스 공급자, 교육공학 및 정보기술 전문가 그리고

장 적합한 개발자는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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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것은 개발업체들 뿐만 아니라 일반 교

보통신 기술을 효율적으로 교육분야에 접목시켜

사, 기업체의 교육담당자, 가정학습을 지도하는

야 함을 인식하고 있다. 현재 교육공학적 접근 방

부모, 개인에 이르기까지 폭 넓은 개발자가 자신
의 목적에 맞게 설계하고 개발할 수 있어야 함을

식은 국내 교육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많은 부분들
이 연구되어 반영되어 있는 반면에, 시ㆍ공간 제

의미한다. 현재는 컨텐트를 설계하고 개발하는 데

약을 극복하고 다양한 교육 환경을 구현하는 데

전문 기술이 요구되고, 상용되고 있는 저작도구의

중요한 기술적 수단인 정보통신기술을 어떻게 효

값이 비싼 편이라 개인이 이용하기에는 많은 어려
움이 있다. 따라서, 교수 - 학습효과가 고려되면서

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관
련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손쉽게 설계나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저작도구를

⑦ 교육정보화가 실현되면 교육현장이나 회사,

보급하여 누구나 다양한 컨텐트를 개발할 수 있도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하고 유용한 교육정

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⑤ 교육용 컨텐트는 90 년대 초반에는 PC의 성

보서비스가 개발될 것이다. 현재는 각 교육환경에
서 구축된 인프라 구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육

능 향상과 멀티미디어 기술 도입에 따라 CD-

정보서비스가 구축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

Title 형태로 개발되어 보급되다가 최근에는 P C
통신과 인터넷의 활성화와 함께 정보통신망을 이

고, 서로 다른 인프라간의 연관성이나 상호 활용
도가 낮은 실정이다. 개발된 유용한 교육 컨텐트

용한 웹 기반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현재 멀티미

나 서비스들이 중복되게 구축되지 않고 공유될 수

디어교육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에듀넷을 중심으

있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교육정보서비스 인프라

로 TopiaNet, 에듀랜드, 충주삼원초등학교, 충주
충일중학교, 공주대학교 등이 인터넷 웹기반의 전

구조가 구축되어야만 가능하다.
이밖에 효율적인 교육정보화 실현을 위해서는

자교과서, 교수-학습 자료 제작 등을 개발하여 시

교육용 서비스 인프라 구조에 대한 국내 표준 제

범서비스를 하고 있다. 향후에는 CD-Title과 같

정, 현재 보급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최대한

은 개개인 대상의 교육보다는 인터넷과 같은 정보
통신망을 활용한 사이버교육 환경이 보편화될 것

수용하여 교육정보의 교환 및 활용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 일반 교과교육을 비롯하여 교육용 소프

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육용 컨텐트가 많은 학습

트웨어에 멀티미디어 교육 컨텐트 활용의 활성화,

자들에게 활발하게 이용되고 공유될 수 있도록 이

학습효과를 극대화한 교육 컨텐트 개발 촉진과 전

에 필요한 기반환경 조성, 기술개발, 보급, 확산을

략적으로 산업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 교육용 컨
텐트를 직접 학습에 활용할 교원들의 능력 배양

유도할 필요가 있다.
⑥ 교육을 목적으로 개발되는 모든 소프트웨어
는 교육공학적 요구사항이 절대적으로 고려되어

및 교원 연수에 대한 적극 지원 등이 요구된다[5].

개발되어야 이를 사용할 교육 대상자들에게 교수

III. 사이버 교육과 정 보 통 신 기 술 의
활용

-학습효과를 전달할 수 있다. 이것은 특정 목적을
갖는 교육 내용을 학습자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
로 전달할 것인가를 의미하며, 현재 교육 관련 담

교육정보화의 실현은 전통적인 면대면 교육방

당자들과 개발업체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

법을 시ㆍ공간적인 제약을 해소하고 다양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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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교육서비스 전달기술에 따른 사이버 교육의 특징
교육플랫폼

기반환경시설

교육방법의 유형

라디오/TV
방송

아날로그 방송시스템 동기식 단방향 강의

전화선

컴퓨터 매개 통신

교육서비스공급자
라디오, TV 방송국

비동기식 양방향 상호 참
컨텐트 관리 서버
여 학습

수요자
방송 수상기

방송수신
스템

PC, 모뎀

온라인 재택 교육
시스템

영상편집장비, 방송용
전용선기반의
전용선기반 영상회의 비동기식 단방향 강의, 양 스튜디오, 전용선, 하드
비디오 컨퍼
스튜디오, PC
시스템
방향 상호참여 학습
웨어 코덱, 고해상도
런스
카메라, 전자칠판

인트라넷

동기 및 비동기식 단방향
PC 기반의 영상회의
강의, 자기주도적 학습, 양
시스템 비동기 주문형
방향 상호참여 학습, 주문
교육시스템, 비동기/
형 학습, 그룹학습, 분산교
동기 통합 교육플랫폼
육

인터넷

동기 및 비동기식 단방향
컨텐트 관리 서버, 웹
동기/비동기 웹 기반 강의, 자기주도적 학습, 양
서버, 메일서버, 인터넷
교육시스템
방향 상호참여 학습, 주문
연결장비, 교육플랫폼
형 학습, 그룹학습

동기 및 비동기식 단방향
위성통신과 비동기/동기식 방송 강의, 양방향 상호참여 학
네트워크 기 및 네트워크 기반 통 습, 자기주도적 학습, 주문
술의 융합
합 교육플랫폼
형 학습, 그룹학습, 분산교
육

컨텐트 관리 서버, 학
사관리 서버, 교육플랫
폼, 멀티미디어 PC, 전
자칠판, 고속 LAN, 네
트워크 연결장비

컨텐트 관리서버, 학사
관리 서버, 위성통신
및 유ㆍ무선 네트워크
연결장비, 통합 교육플
랫폼

사례
교육시

스튜디오 중심의
원격 영상교육시
스템

멀티미디어
실시간 원격 교육
PC, LAN 카 시스템, 캠퍼스 주
드, 카메라, 코 문형 교육시스템
덱
멀티미디어
PC, LAN 카 웹기반
드, 카메라, 웹 템
브라우저

교육시스

멀티미디어
PC, LAN 카 통합 원격 교육시
드, 카메라, 코 스템
덱, 웹 브라우
저

서비스를 통한 교육방법으로 변화시키리라 예상

하는 학습자 성격이 다르고 이에 따른 교육 서비

된다. 이러한 교육방법을 일반적으로 원격교육 혹

스가 차별화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일반적으로

은 사이버 교육이라 칭하며, 현재까지 사용되어

사이버 학습 기반환경을 구축하는 기술적인 측면

온 다양한 원격교육 방법은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에서는 교육영역에 관계없이 원하는 교육서비스

더불어 변천되어 온 교육서비스 전달기술에 의해

유형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새로운 형태로 발전되어 왔다.

<표 1> 은 교육 서비스 전달기술에 따라 사이

여러 형태의 사이버 교육방법 중에 현재 국내

버 교육에서 가능한 교육플랫폼, 교육방법, 이를

외적으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개발되고 있는

수용하기 위한 기반 환경시설과 사례를 나타낸다

것이 가상대학이다. 가상대학은 학위취득을 목적

[6, 7]. 사이버 교육은 학습자에게 시간에 관계없

으로 하는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대표적인 사이버

이(동일한 시간 혹은 다른 시간), 공간적인 제약

교육으로 평생교육,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정규교

없이(동일한 장소 혹은 다른 장소), 상호작용 방법

육, 자격교육 및 특수교육 등과는 교육영역 측면

(동기 혹은 비동기)과 대상자(학습자와 컨텐트,

에서 구분되고 있다. 이는 각 교육영역에서 대상

학습자와 교수, 학습자간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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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교육용 컨텐트 개발 기술
세부영역

관련기술

현황

향후 전망

교수ㆍ학습 모형 및 템플릿 제공 기
컨텐트 설계 지
교수기법, 화면구성 및 로직 지능형/실감형 교수설계 에이전
술, 화면 및 로직 설계 기술, 교수설
원 기술
제어 등 교수설계 일부 지원
트 제공
계 지원 에이전트 기술
멀티미디어 자료표현 및 모델링 기법,
압축기법
문제은행 구축 및 테스트 기술, 지적
온라인 평가 지
판정 및 피드백 제공기술, 지능형 평
원 기술
가문제 생성기술
CD - Title 기반 컨텐트 저작기술, 웹
저작도구 기능 기반 컨텐트 저작기술, 통합 멀티미디
어 저작도구
자료표현 기술

텍스트 및 독립적 미디어 편 멀티미디어 자료, 시뮬레이션:
집 도구: HTML
XML, MPEG II, IV
문제은행 구축 및 객관식 문 학습자 지식기반의 지능/적응형
제 판정
평가 기법
독립적 미디어 저작기능

통합 멀티미디어 저작기능

컨텐트 구조화

자동 색인, 저장 및 검색 기술, 내용기 디렉토리 기반의 개별적인 파 지능형 컨텐트 색인, DB화 및 검
반 검색 기술
일 관리
색엔진

컨텐트 관리

DB 관련 기술, 객체지향 DB 기술

파일 시스템, 관계형 DB 시스 에이전트 기반의 객체지향 멀티
템
미디어 DB 시스템

교육방법과 폭 넓은 교육공간을 제공해준다. 이러

습자의 이력 관리나 진단하고 처방하는 진도관리

한 교육공간에서는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을 효율

서비스를 요구한다. 서비스 형태는 공급자(교수)

적으로 활용하여 형성된 사이버 공간을 중심으로

중심의 공급형에서 수요자(학생) 기반의 선택형으

교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주고, 학

로, 단순 정보조회 서비스를 비롯하여 교육, 취미,

습자가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설계가 가능한 유연

전문 지식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정보서비스 유

한 교육환경으로의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 하나의

형이 나타나리라 예상된다.

사이버 교육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학사
관리를 포함하는 교육정보서비스, 교육 컨텐트 저
작 및 관리서비스, 교육플랫폼 그리고 교육전달망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가. 교육정보 서비스

나. 교육 컨텐트 저작 및 관리 서비스
교육 컨텐트는 교육에 활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정보유형(텍스트, 그래픽, 음성, 영상, 멀티
미디어 등), 전달방식(영상테이프, 디스켓, CDTitle, 컴퓨터 통신서비스 등), 활용용도(교수ㆍ학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학사관리(등록, 수강, 학

습 자료, 연구ㆍ학술자료, 재교육, 연수 등), 이용

점, 계정, 평가결과, 졸업생 관리 등)나 교수-학습

대상(유아, 초ㆍ중ㆍ고등학생, 대학생, 교수자, 일

관리(학습진도 관리, 성취도 관리 등)를 위한 교육

반인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저작되어 활용된

응용 서비스에 해당한다. 학습자를 소속학교, 학

다. 컨텐트를 개발하고 DB 화하여 관리하기 위해

년, 학급 (초ㆍ중ㆍ고등학교 경우) 또는 소속대학

필요한 세부기술은 <표 2>와 같다.

교, 학부, 학과(대학교 경우) 등으로 관리하는 기
존과는 달리 사이버 교육에서는 과정 중심의 개별
학생으로 관리하고, 질적인 측면에서의 진도, 학

다. 교육플랫폼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학습자들에게 폭 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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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교육플랫폼 개발기술
세부분야

관련기술

현황

향후 전망

교육서비스
기술

CAI, CBT, WBI, 실시간 상호작용,실
시간 동시 교육

독립된 응용서비스 중심의
비동기(예; WBI) 및 동기식
교육

인터넷과 분산기반의 비동기/
동기식 교육을 지원하는 통합
교육시스템

소프트웨어
설계 기술

확장성 있는 시스템 설계기술, 관리
시스템, 협동작업을 위한 CSCW 기
능, 객체지향 설계기술, 분산 응용 설
계기술

중앙집중의 Client-Server
기술

객체지향 분산구조

기반기술

시스템 확장기술, 웹기반 기술, 분산
처리 기반기술, 멀티미디어 처리기술,
프로세스 기반의 응용
전자메일 및 게시판 생성기술, 객체
지향 응용공유기술

플랫폼의
상호연동

플랫폼간 상호연동기술

상호연동이 지원되지 않는
단일 플랫폼상에서 운영

타 플랫폼과의 상호 연동성 보
장(예; CORBA, DCOM)

표준화

표준 교육플랫폼 기술

비표준화

국제표준을 따른 교육플랫폼
(예; IEEE LTSA)

사용자 인
터페이스

음성인식, 지능형 인터페이스 기술,
자연어기반 실감형 인터페이스 기술

자기학습
GUI 제공

중심의

2차원

컴포넌트 기반의 객체지향 멀
티미디어 플랫폼

그룹학습 및 공동 저작용 3차
원 GUI 및 자연어기반 실감형
인터페이스 제공

<표 4> 교육정보 전달서비스 관련기술
세부분야

관련기술

현황

향후 전망

통신프로토콜

TCP, UDP, RSVP, RTP, IP, IP PPP를 비롯하여 TCP, UDP
Multicasting, Mobile IP, PPP 및 IP multicasting을 이용
등
하여 응용하는 단계

RSVP, R TP를 이용하여 신뢰성 보장형
응용 개발 및 인터넷 기반의 이동 컴퓨팅
지원과 위성통신기술 활용

전달 인프라

Internet I, II, PSTN, CATV,
XDSL, FDDI, ISDN, ATM,
WLL, 위성통신 등

Internet II, 고속전달망 확산, 무선망 및
위성통신기술 활용 확대를 통한 초고속 멀
티미디어 이동통신 서비스로 발전

대부분이 Internet I 중심의
관련 응용기술 개발단계

은 사이버 공간을 통하여 다양한 형태의 교육방법

대역화, 고속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점차 무선 네

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 교육플랫폼상에

트워크, 이동통신, 위성통신기술이 통합되어 다양

서 요구된다. 현재는 인터넷상에서 웹 기반 비동

한 유형의 멀티미디어 교육서비스가 가능한 단계

기/동기 교육시스템이 독자적으로 개발되어 사용

로 발전될 것이다. <표 4> 는 교육정보 전달서비

되고 있으나, 향후 많은 교수자와 학습자 참여가

스를 통신프로토콜과 전달 인프라로 구분하여 관

가능한 분산 교육시스템으로 발전할 전망이다.

련기술을 나타내고 있다.

<표 3> 에서 교육플랫폼 관련 세부분야 기술을
보여주고 있다.
라. 교육정보 전달 서비스
전화망, 인터넷 등 유선 네트워크 중심으로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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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교육관련 표준화 동향
국외에서는 현재 사이버 교육을 위한 기반 구조
와 관련기술을 대상으로 표준화 활동이 이루어지

교육정보화를 위한 정보통신 표준기술

<표 5> IEEE P1484 표준화 그룹
P1484 Working and Study Groups
P1484.1 Architecture and Reference Model Working
Group

P1484.13 Student Identifier Working Group

P1484.2 Learner Model Working Group

P1484.14 Semantics and Exchange Bindings Working Group

P1484.3 Glossary Working Group

P1484.15 Data Interchange Protocols Study Group

P1484.4 Task Model Working Group

P1484.16 HTTP Bindings Study Group

P1484.6 Course Sequencing Working Group

P1484.17 Content Packaging Study Group

P1484.7 Tool/Agent Communication Working Group

P1484.18 Platform and Media Profiles Study Group

P1484.10 CBT Interchange Language Working Group

P1484.19 Quality System for Technology-Based Life-Long
Learning Study Group

P1484.11 Computer Managed Instruction Working
Group

P1484.20 Competency Definitions – Study Group

P1484.12 Learning Objects Metadata Wor king Group

LTSC Sponsor Executive Committee(SEC)

고 있는데, 그 중 IEEE P1484(Learning Tech-

(Learning Technology Systems Architecture)

nology Standards Committee: LTSC)와 IMS

표준으로써 현재 버전 4.0 이 공고되어 있는 상태

(Instructional Management System) 프로젝트를

이며, 이 표준은 모든 다른 활동그룹에서 진행하고

주목할 수 있다[8].

있는 개별 표준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LTSA에서는 원격교육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

1. IEEE P1484 프로젝트

를 기능별로 도출하여 정의하고 있는데, 각 구성요

IEEE LTSC의 주요 활동은 컴퓨터기반 교육
시스템들이 개발 및 운용되고, 시스템간 상호연동
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구조와 구성요소들
의 기능, 교육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개발기술, 설

소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사항을 <표 5>에서 나타
내는 바와 같이 다른 활동그룹에서 다루고 있다.

2. IMS 프로젝트

계기법, 개발 도구 등 교육관련 기술을 표준화함에

1994년 11 월에 새로 조직된 EDUCAUSE 산

있다. 이를 위하여 분야별 활동 그룹을 결성하여

하 NLII 프로젝트의 하나로 시작된 IMS는 인터넷

관련 기술에 대한 표준을 제정하고 있다[9].

상에서 원격교육환경을 지원하는 기반구조와 관

P1484.1은 CAI(Computer-Aided Instruc-

련기술을 표준으로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

tion) 혹은 CBT(Computer-Based Traning)를

다. 개발업체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고, 관련 기술

고려 하는 원격교육환경(Learning Environments)
의 프레임워크, 용어, 교육정보 교환 포맷, 프로토

분야에서의 사실상(de facto) 표준을 제정하며,
현재 결과물로써 전체적인 IMS 구조를 다루는 표

콜,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지원 서비스 등을 다

준문서 버전 0.5와 IMS 메타데이터 표준문서 버

루는 참조모델을 정의한다[10]. 이것이 LTSA

전 1.0이 공고되어 있다[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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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는 자신들의 표준들을 IEEE P1484에 반영

열린교육과 평생교육사회를 구현함으로써 모든

시키기 위해 앞서 언급한 IEEE P1484 표준활동

국민들에게 다양한 교육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세부기술에

24시간 가능한 교육, 개별화 교육뿐만 아니라 공

관련해서 다양한 표준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예를

동 협동 교수– 학습이 가능하고, 유용한 교육정보

들면, 표준 메타데이터 구조를 다루는 Dub-lin

의 공동활용을 적극 지원하는 교육환경을 구축하

Core 그룹과 유럽의 ARIADNE 프로젝트 수행팀

기 위해 다양한 정보통신 기술이 활용되고 연구

을 비롯하여 HTML, XML, RDF 등 정보표 현방

중에 있다.

식을 다루는 W3C 컨소시엄, 미국 국방부와 정부

효율적인 교육정보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

가 추진하고 있는 ADL(Advanced Distributed

엇보다도 교육정보의 원활한 교환이나 공유가 가

Learning) 프로그램 등과 활발한 표준화 활동을

능하고, 기개발된 교육용 컨텐트나 정보서비스들

추진하고 있다.

이 상호연동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교육정보서비

IMS 기본구조 표준문서의 주요 내용은 웹 기

스 인프라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프

반의 원격교육 시스템 구조, 기능별 구성요소, 지

라 구조상에서 학습효과가 극대화된 질 높은 교육

원 서비스, 객체지향 서비스 인터페이스 정의, 교

용 컨텐트를 개발하고 유용한 사이버 공간을 조성

육 자료들의 메타데이터 구조 등을 정의하고 있다.

하여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

하나의 원격교육시스템이 어떠한 구조와 기능요

며, 정보통신 표준기술을 활용함으로써 비효율적

소들로 구성되며, 개발에 필요한 세부 기술사항을

인 개발 비용을 줄이고, 활용면에서의 효과성을

언급하고 있으나, 아직 관련된 많은 기술사항이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도 요구된다.

재정립되고 추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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